2013년 경 기 도 자 율 방 재 단

선진방재시스템 국외연수 보고서

< 연 수 개 요 >

기 간

: 2013. 4.25(목) ~ 5.04(토)

인천공항집결 : 3층 출국장 A카운터 07:30
출입국 시간
- 출국 : 2013. 04.25(목) 10:30 (KE093)
- 입국 : 2013. 05.04(토) 17:20 (KE082)
연수대상국

: 미국

/ 캐나다

연 수 인 원 : 12명

경

기

도

【재 난대 책 담당 관 】

연수국가 : 미국/캐나다

[ 인천-워싱턴-나이아가라-토론토-알바니-뉴욕-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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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수 개요

연수개요

기 간:
연수단:
인 원:
연 수국 :
연수목적 :

목
토 박 10일
경기도청 재난대책담당관실(주관)
12명
미국/캐나다
자연재난관련 선진국 공공기관의 대응 및
민간봉사조직 운용시스템 연수
2013. 4. 25( ) ~ 5. 04( ) / 8

공식일정

방문일자
월 일
워싱턴
월 일
워싱턴
4

25

방문기관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소방서 STATION 40

14:30

4

26

10:00
13:00

토론토
뉴 욕

월 일

4

29

토론토 시청

10:00

월 일

5

01

11:00
15:00

뉴 욕

메릴랜드 주청사 - 재난관리팀
메릴랜드 위기 관리 센터

월 일

5

02

뉴저지주 위기관리센터
뉴저지주 주청사 - 재난관리부
뉴욕 소방 박물관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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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수자 명단

소속

소 속

한글이름

영문이름

1

경 기 도

김 종 습

KIM / JONGSEUB

2

자율방재단(안성)

신 상 철

SHIN / SANGCHUL

3

자율방재단(용인)

윤 해 중

YOON / HAEJUNG

4

자율방재단(양평)

남 기 범

NAM / GIBEOM

5

자율방재단(광명)

구 필 회

KU / PILHOI

6

용 인 시

이 효 민

LEE / HYO MIN

7

광 명 시

오 대 성

OH / DAESEONG

8

이 천 시

이 현 숙

LEE / HYOUNSOOK

9

안 성 시

정 만 수

JEONG / MANSU

10

의 왕 시

장 세 진

JANG / SEJIN

11

여 주 군

지 덕 환

JI / DUCKHOAN

12

연 천 군

최 용 식

CHOI / YO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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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Ⅲ
일자
1일차
4.25
(목)

연수 일정 【미국 / 캐나다 10일】
지역
인

천

워싱턴

워싱턴

3일차
4.27
(토)

워싱턴

4일차
4.28
(일)

나이아가라

5일차
4.29
(월)

토론토

7일차
5.01
(월)

인천 → 워싱턴 공항

14:00~15:00

∎공식방문 :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소방서
-화재 및 재해위험도 구축 및 운영사항
논의, 예방 및 기타 소방관련 자료 수집

13:00~16:00

(항공: 13시간40분소요)

∎상습 침수피해지역 방문 및 문화탐방

11:00~20:00

워싱턴 → 나이아가라(차량)

10:00~15:00

∎주변 재해 발생지역 및 문화탐방

15:00~16:30

나이아가라 →토론토(차량)

10:00~11:30

∎공식방문 : 토론토 시청 방문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현장, 위험을 줄이는
토론토 재난현장방문

10:00~12:00

∎공식방문 : 토론토 시청 방문
-재난관리업무 발전방향 제시 및 관련지식에
관한 자료 수집

14:00~18:00

토론토 → 알바니(차량)

08:00~12:00

알바니 → 뉴욕(차량)

11:00~13:00

∎공식방문 : 뉴저지주 위기관리센터
- 연방정부 군사시설내 정부산하 기관으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브리핑

15:00~17:30

∎공식방문 : 뉴저지 주청사
-긴급상황에 대한 준비, 대중을 위한 비상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자료 수집

뉴욕

비고
KE093

∎공식방문 : 메릴랜드 주청사 - 재난관리팀
-수해 침수 대비 운영실태와 각종 재난 예
방, 복구 인력 운영 실태 파악
∎공식방문 : 메릴랜드 위기관리센터
-메릴랜드 주정부 산하 기관으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브리핑

10:00~11:00

토론토

알바니

주요 일정

10:30~11:10

10:00~11:30

2일차
4.26
(금)

6일차
4.30
(화)

시간

8일차
5.02
(화)

뉴욕

12:30~13:30

∎공식방문 : 뉴욕 소방 박물관
-소방박물관 운영 및 역사,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 및 시설 라운딩

9일차
5.03
(수)

뉴 욕

14:00~17:20

뉴욕 → 인천

9일차
5.04
(목)

인 천

17:20

(항공 : 14시간20분소요)

인천 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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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082

Ⅳ

방문국 현황

미국(UNITED STATES OF AMRICA)
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이다.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로 구성
된

연방공화국이다.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50개주와 1개 수도구 외에 해외속령으로 푸에
르토리코, 사모아 제도, 웨이크섬, 괌섬이 있다.
◈ 수도 : 워싱턴 D.C (Washington D.C.)
◈ 인구 : 약 316,668,567명
◈ 면적 : 9,826,675㎢
◈ 종교 : 기독교(56%), 카톨릭(28%), 유태교(2%)
◈ 언어 : 영어(English)
◈ 민족 : 백인(83%), 흑인(12%). 인디언(5%), 동양계(5%)
◈ 전압 : 120V / 60Hz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 7월 4
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비로소 13개 식민지를 '주(州)'로 하는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현재
는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콜럼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공화국이다. 이외에도 해외의 준주와 자치
령으로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태평양의 여러 섬 및 파나마 운하지대등이 있다.

인종
미국의 인종은 지구상의 민족과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수민족국가이다. 그러나 대다수
의 인종은 83%인 백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유색인종은 흑인이 12%, 인디언과 동양계
가 약 5%가 된다.

정치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화제 체제 국가이
다. 미국은 3권 분립을 엄격히 고수하고, 독립국에 가까운 주(州)제도를 채용하여 지역의 자주
성을 존중한다. 연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는 구성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위임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은 국민과 50개의 주가 보유하고 있다. 50개주
는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각
부는 연방 정부의 각부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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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대한 국토와 자연을 가진 미국은 대부분 평지가 넓고 온대기후여서 자연조건의 혜택을 받은
세계적인 농업지대이다. 그리고 남북전쟁 후의 공업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기계화농업이 발달
되고, 이것이 미국의 농업국이 된 바탕이 되었다.

기후
미 본토는 북위 25°에서 49°에 걸쳐 있고,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을 차
지하고 있으므로, 기후도 열대 습윤 지대에서 냉대 건조지대에 걸쳐 차이가 아주 심하다.
알라스카 북부는 북극권에 속해 있고 하와이는 온난한 기후이다. 본토의 기후는 서경 100°부
근을 경계로 하여 습윤한 동부와 건조한 서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캘리포
니아 같은 곳은 지중해성 기후로 1년 내내 온난하고, 겨울에 비가 많은 대신 여름에 건조하다.
기온은 20℃전후여서 적당하다. 대서양 연안의 북동부에 있는 뉴욕, 워싱턴, 시카고등은 습윤
한 대륙성 기후에 속한다.

환전
환전은 여행 출발 전 에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US달러($)로 구입한다,
미국은 여러 곳에서 팁(tip)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큰 돈 보다는 1$, 5$ 등의 소액환으로 환전
하는 것이 편리하다.

물가
생수 1병 : US$ 1.50
담배 1갑 : US$ 5-7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전압
전압이 지역에 따라 110∼115V로 차이가 있으므로 조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기구가
손상될 염려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플러그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

전화
공중전화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25,10,5￠ 세 종류이며, 공항 등지에는 신용카드도 사용이 가
능하다. 국제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사용하는 방법은 수화기를 들고 동전 25￠를 넣고 다이얼
을 누르면 자동 응답기가 최소 금액을 요구한다.
동전을 한 개씩 "Thank you" 소리가 날 때 까지 투입한다. 전화카드를 사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우편
미국의 우체통은 파란색이다. 편지 넣는 곳이 국내용과 국외용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까지 소
요일수는 항공편이 약 6일이고, 선편이 1개월이다.

의료
미국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지을 수 있다.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등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여행 시 아플 경우에는 묵었던 숙소 프론트에서 의사를 부르거나 직접 찾아간다. 엠뷸런스를
불러도 되나 가격이 꽤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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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CANADA)
북 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국가
로, 영국연방에 속한다. 1763년 영
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로 있다가 1867년
캐나다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1년 정식국명을 캐나다로 변경하였다.
◈
◈
◈
◈
◈
◈
◈

수도
인구
면적
종교
언어
민족
전압

:
:
:
:
:
:
:

오타와(OTTAWA)
약 34,568,211 명
9,984,670㎢
카톨릭(46%), 프로테스탄트(36%), 기타(18%)
영어(English), 프랑스어(French)
영국계(28%), 프랑스계(23%), 독일계(3%), 기타(37%)
120V / 60Hz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아름다운 자
연환경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북아메리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인구는
우리나라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투명한 호수와 빙하로 둘러 쌓인 거대한 록키산맥이 뿜
어내는 매력은 누구나 한번쯤 이곳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고집스런 프
랑스계와 명예를 존중하는 영국계, 자유로운 미국계 이렇게 삼색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며 발
전하고 있다.

기후
넓은 국토의 면적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온차가 심하다. 겨울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서부
태평양 연안은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캐나다의 위상을 상징하듯
뻗어나는 침엽수로 가득하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는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으며, 10월 ∼ 3월은 우기이다. 캘거
리가 있는 알버타주는 연중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퀘백주는 덥고 지루한 여름과
겨울의 폭설이 대조를 이룬다. 온타리오주는 북부와 남부의 기온차가 큰 편이다. 캐나다 제일
의 도시 토론토 북부는 겨울이 길고 건조하여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오타와의 남부는 여름이
길고 온화하나 호수의 영향으로 습한 편이다.

언어
캐나다는 각 민족들이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권을 지켜가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전체 인구
의 약 70%를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차지하고 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주민의
81%가 프랑스계로 이루어진 퀘백주를 제외하고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종
교는 로마 카톨릭과 영국의 프로테스탄트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10개주와 2개의 준주로 행
정 구역이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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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캐나다는 한반도의 45배나 되는 국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
국경을 따라 약 300km에 남북동서에 띠 모양으로 뻗어 있는 지역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한대림과 아름다운 빙하호군, 위로는 툰드라와 극지방이 이어져 있다. 해안선이 복
잡한 서쪽 태평양 연안쪽은 캐나디언 록키산맥과 맥켄지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고산지대
이다. 중앙에는 캐나디언 록키의 동쪽기슭에서 대평원이 시작되어 많은 빙하호가 산재하여 있
다. 동부는 허드슨만을 에워싼 넓은 대지가 동쪽의 대서양 연안까지 구릉 지대를 이루고, 북극
해로 이어지는 북부는 변화가 많은 해안선과 크고 작은 여러 섬이 있는 미개척 지역이다.

시차
캐나다내에만 6개의 표준시가 있으며, 한국보다 태평양 연안 표준시는 17시간, 산간지대표준
시 16시간, 중부 표준시 15시간, 동부 표준시 14시간, 대서양 표준시 13시간, 뉴펀들랜드 표
준시 12시간 반이다. 한국이 정오이면 밴쿠버 19시, 캘거리 20시, 토론토 22시 등이다.

기후
국토의 면적이 넓은 관계로 지역마다 기온차가 심하다. 위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온
도가 많이 떨어져 추위가 심한 편이다. 하지만, 서부 태평양 연안은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침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밴쿠버가 있는 B.C주는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으며, 10월∼3월은 우기이다. 캘거리가 있는 알버타주
는 연중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1월 평균 기온이 -12℃, 7월 평균 기온이 16℃
이다. 몬트리얼이 있는 퀘백주는 여름에는 온난 다습해서 덥고 지루한 날이 계속되고, 겨울에
는 강설량이 254m나 되어 폭설이 내리는 날이 많다. 오타와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북부와 남
부의 기온차가 큰 편이다. 토론토의 북부는 겨울이 매우 길고 건조하여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오타와의 남부는 여름이 길고 온화하나 호수의 영향으로 다습하다.

전압
거의 전 지역에서 110V에 50Hz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220V는 어댑터 필요없이 스
위치만 바꾸고 플러그만 110V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전화
25￠를 넣고 시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발신음을 듣고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전화를 받
으면 동전을 넣어야 통화가 되는 곳도 있으니 공중전화 사용법을 확인한후 사용해야 한다. 안
내전화는 411이고 95￠ 유료이다.

우편
캐나다의 우체국은 각 시에 도심이나 중심에 위치하여 있으며, 우체국 표시가 있는 소규모 상
점에서도 우편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으며 무게에 따라서 우표의 값이 달라진다.
보통 비행기 편은 일주일-이주일 정도, 선박 편은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

- 10 -

Ⅴ

방문기관별 주요활동 사항

워싱턴 :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소방서
명

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소방서 Station 40

방문일자

2013년 4월 25일 14:00~15:00

방문목적

화재, 재해위험지도 구축 및 운영사항 논의, 예방 및 기타소방관련 자료 수집

소 재 지

4621 Legato Road, Fairfax, VA 22030

연 락 처

703-322-4500

홈페이지

http://www.fairfaxcounty.gov/fr

․ 주요업무 및 소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는 37개의 소방서와 응급출동 센터가 있으며 미국내 10위
안에 드는 부촌으로 풍족한 세금으로 인하여 최고의 장비와 실력을 갖춘 소방서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백악관을 비롯한 연방정부 주요 시설들을 옆에 두고 있어 최고의 경찰력과

소

개

소방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페어팩스는 버지니아주 북동부에 위치하며 워싱턴의 남서쪽에 있다. 원래 워싱턴
특구 주민의 교외 주거지로 이용되었고 페어팩스군(郡)의 군청이 이곳에 있으나
시 자체는 군에 소속되지 않은 행정상 독립된 도시이다. 법원이 생긴 1800년 이
후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1800년에 건축되어 1967년 복원된 옛 법원 건물에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과 그의 부인의 유언장 원본이 전시되어 있다.
초기에는 어프스코너로 알려졌으며 1805년 프로비던스 자치읍으로 인가되었다.
1859년 영국 캐머런의 토머스페어팩스(Thomas Fairfax)경의 이름을 따서 페어팩
스로 개칭하였다. 조지메이슨대학교(1957)가 있으며 덜레스국제공항이 인근에 있
다. 주택도시로서 광학렌즈와 악기 제작, 조립식 주택 건설 등의 경공업이 발달했
다. 1961년에 시(市)로 승격되었다.
이곳은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의 주된 거주지로 미국 내에서 생활 수준이 가
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다수의 기업들이 이곳에서 활동 중이며 한국
기업들의 지사도 많다.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 기업의 유치 활동을 펼치
고 있다.

- 11 -

활동내용
▣ 재난 주요업무와 민간자율참여 방재활동 내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

질의응답
▣ 페어팩스 소방서 주요 업무는?
- 소방, 응급구호, 화학사고 등 대민업무를 지원
▣ 버지니아주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대민업무는?
- 유조차 전복, 휴발유 제거작업,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원, 아이티지진, 터키지진 등
▣ 소방서의 일반현황
-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소방서로 약 1,400명이 근무
- 7개의 연대로 각각의 연대 아래 5~6개 중대가 있음
- 지역제한 없이 비상시 지원체계로 투입됨.
- 장비현황
ο 일반소방차 38대 / ο 사다리차 18대 / ο 특수장비소방차 4팀 8대
- 4개 전담팀 운영
ο 응급구조팀 1개 / ο 건물 붕괴 전담팀 1개
ο 화학약품 누출사고 전담팀 1개(Haz Mat) /

ο 위생팀 1

▣ 소방서 근무형태
- 페어팩스 거주인구는 110만명이며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200만명을 상회함.
1,700명이 3개팀으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음.
- 전문 자격인 있는 직원 400명 상시고용하여 운영
▣ 자원봉사단체가 있는지?
-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일부는 전문소방대원이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원
봉사자 500명이 낮에는 본업을 하고 밤에는 근무를 지원함.(무봉급, 피복지원)
▣ 자원봉사(자율방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형태, 재난 발생시 근무자 급식지원등의 형태로 지원.
- 일반 자원봉사자는 전문분야(의료, 변호, 전기 등)로 구분하여 활동을 지원.
- 공무원만으로는 재난복구등에 인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우선 거주지역 자원봉사
자를 우선 투입하고 타지역에서 지원받아 투입.
- 민간봉사단체에는 적십자등 여러 단체가 있고 기능별 단체, 종교별 단체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 평시 훈련교육을 지원하는데 재난(화재)시 전문가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사
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킴.
- 구조 및 의료대응 필요시 전문가투입하여 지원할동 할 수 있도록 팀별로 구성하
고 교육 후 각각 분야별 활동 및 연합작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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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비교〕
ο 버지니아주 : 오래 근무하여도 무보수
ο 메릴랜드주 : 30년이 되면 약간의 보수지원
-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높고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정착
되어 있음.
▣ 재난사건 발생시를 대비한 상황관리 체계
- 평시 재난대비 교육 훈련 등 트레이닝 실시.
- 재난시 투입지시가 있으면 타 지역 동원, 인근 주 단체장 지휘 등 총괄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 아래 재난에 대응.
- 상급기관 보고가 매뉴얼화 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름.
▣ 대민 및 민간단체의 화재안전 체험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 방재교육기관에서 각종 참여교육을 운영, 단기와 장기과정 교육으로 진행.
▣ 제세동기(AED) 사용교육 여부?
- 각급 학교, 소방서, 재난교육기관, 보건기관 모두 실시.
-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일반시민들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연수장면≫

〈미국 페어팩스 소방서 Station 40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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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청사 방문
명

칭

메릴랜드 주청사

방문일자

2013년 4월 26일 10:00~11:30

방문목적

상습 수해지역의 주청사를 방문하여 수해 침수 대비 운영실태과 각종 재난
예방, 복구 인력 운영 실태 파악

소 재 지

45 Calvert Street, Annapolis MD 21401

연 락 처

877-634-6361

홈페이지

http://www.maryland.gov

․ 주요업무 및 소개
주도(州都)는 아나폴리스이다. 주 최대의 도시는 볼티모어이다.

메릴랜드 주(State

of Maryland, [ˈmæɹ.ɪ.lənd])는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주이다. 남쪽과 서쪽에는
버지니아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워싱턴 D.C.가 있고 북쪽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쪽에는 델라웨어 주가 있다..
기후는 온화한 해안성 기후인데, 평야는 연평균기온 12∼13℃로 겨울에도 월평균기
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연강수량은 약 1,100mm 내외이다. 최초의 식

소

개

민은 세실 캘버트가 초대 영주가 된 후인 1634년, 200명의 영국인이 이주하여 개
발한 데서 비롯된다. 세인트메리스시티가 이 지방의 중심도시로 번영했으나, 1694
년에 아나폴리스가 수도로 결정되었다. 1776년 헌법을 제정, 1788년 7번째의 주로
편입되었다. 1790년에는 연방수도로서의 콜롬비아구(區) 때문에 토지의 일부가 할
양되기도 하였다.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은 1864년이며, 주명(州名)은 찰스 1세의
왕비 메리에 연유하여 명명되었다. 동부는 아메리카 메갈로폴리스에 속하여 도시
화·공업화가 진전되어 부근에 많은 대도시가 있는 관계로, 채소·과일의 재배, 양계
등의 근교농업의 발달이 현저하다. 양계에 의한 브로일러의 산출이 많다. 그 밖에
밀·옥수수·콩·감자·잎담배 등의 생산도 많다. 수산업도 성하고 체서피크만(灣)의 굴·
새우 양식은 세계적이다. 주(州)의 대부분이 삼림으로 덮여 있어 임업은 성하나, 광
업은 석회석 정도이다. 공업은 식품화학을 비롯하여 금속·전기기기·고무·플라스틱·
가구·인쇄 등 각종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볼티모어항(港)은 무역항으로서 중요하다. 1782년에 창설된 워싱턴대학, 1807년에
창설된 메릴랜드대학, 1876년에 창립된 존스홉킨스대학과 해군사관학교 등이 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메릴랜드 주의 주도인 아나폴리스에 있다. 주 이름은 잉글랜
드 왕 찰스 1세의 왕비 메리에서 유래되었다. 19세기 초에는 노예주에 속했으며 결
국 남북 전쟁 당시 적어도 연방 탈퇴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부 지지자와 남부 지
지자가 반반씩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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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메릴랜드 주청사를 방문하여 재난업무 분야 질의응답을 통해 재난체계 습득

질의응답
▣ 재난정책은 어떻게 수립하는가?
- 책임 : 누가지느냐(의회결정)
- 권한이행 : 연방법, 주법, 재난위기대응 결정. 총괄지휘
- 개 인 회 생 절차 : 도시지원→ 주정부 지원→연방정부 지원
▣ 메릴랜드주에서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가?
- 매년 홍수가 발생하지만 2년전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가 가장 크다.
▣ 재난대응 민간조직이 있는가?
- 민간은 봉사단체로 생필품 전달, 전기, 건축, 세무, 변호 등 각 분야에서 지원활
동한다. 선 민간지원, 후 정부보상
▣ 상습 침수지역 방문이 가능한가?
- 현재까지 2년동안 복구에 바빴음. 복구가 완료되어 방문할 현장이 없음.
▣ 침수대비 설치한 시설은?
- 자연발생지역이라 침수대비를 위한 시설보다는 재발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세러멀펀드 자연방류 저수지화 시설)
- 주민을 이주 한 후에 설치한다.
▣ 샌디 피해 지원내용과 조치결과는?
- 저지대 침수지역 발생이후 주정부의 신청과 연방정부 100% 지원으로 주민을
이주 대피시켰다. 쉼터를 운영하고 재난 각종 예산을 지원했다.

≪

연수장면≫

〈미국 메릴랜드주 주청사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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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메릴랜드 위기관리센터
명

칭

방문일자
방문목적

Maryland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3년 4월 29일 13:00~14:00
메릴랜드 주정부 산하 기관으로 각종 재난 예방 , 복구 인력 운영실태 및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브리핑

소 재 지

5401 Rue Saint Lo Drive. Reisterstown MD

연 락 처

410-517-3632

홈페이지

http://mema.maryland.gov/Pages/default.aspx

소

개

․ 주요업무 및 소개

위치 : 미국 동부 경위도 서경 76°42′0″, 북위 39°0′0″
면적 : 32133㎢
행정구분 : 24카운티(County)
주도(州都)는 아나폴리스이다. 대서양안 중부에 있다. 주 최대의 도시는 볼티모어이다.
동쪽은 델라웨어, 북쪽은 펜실베이니아, 서쪽 및 남쪽은 웨스트버지니아·버지니아 등
의 주와 접한다
메릴랜드 비상 관리기구(MEMA)이다 재해와 비상 사태의 시간 동안 주 전역 연방,
주, 지방 및 민간 자원을 조정하는 국가 기관으로 MEMA의 권한은 공공 안전 제 14
조에 의거 국가의 정치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메릴랜드주 23 카운티, 워싱턴, 볼티모
어 오션 시티와 함께26개 지역 비상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지사 비상선포 권한
을 이행하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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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메릴랜드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여 각종재난 예방, 복구 인력 운영실태 및 전반
적인 관리체계 습득

질의응답
▣ 관,군,민 협력체계와 민간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교육.지휘.배분 실행 방식?
- 민간대상 : 변호사. 간호사. 의사. 퇴직공무원. 건축전문가. 전기전문가 분야별
엄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민간인 투입을 결정함
- 3분야 관계?

군

민
동원령

평시 근무, 비상시 연합 인접주 지원
방위체제 가동

관

-동원되면 국가
보상 있음.

현장.매뉴얼 교육참여
(반강제)연수. 장비실습
평시 위기관리팀 결연유지
(협력체계, 40주 연합)

인근주
▣ 최초 위기관리센터 역할 부여 동기?
- 1949 핵공격 방어 대비목적에서 설립
1989 방위군 부대 내 기구 생성
1989 주법 제14조에 의거 창설
▣ 현재 본 센터의 과제?
- 센터 내 편의시설 확충과 기구 유지. 대민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음.
- 센터 이전계획으로 다른 건물로 재난위기관리센터 이동 예정.
- 기존의 행정조직. 민간참여. 군부지원 3분야 운영을 지속할 것임.
▣ 민,관,군 3분야 운영이점은?
-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365일 항시 운영
- 시스템 운영방식은 기상일기예보(자료)수집 > 본토 안전위한 주지사 판단결정 >
본토 안전지킴이로서 법 집행 > 총괄 재난위기 관리 수행 > 시민의 재활 지원
(검토. 방식선정. 금액선정 등 회 생 절차 기회부여)
- 재난선포 책임자 운영 : 주지사→상원의원→대통령 결정(위임)으로 지시 명령을
수행. 통신수단 및 대국민 전파 홍보
- 최근 위기관리 사건 예)유독물 운반 트럭 전복사건.
▣ 2012 허리케인 샌디로 해안가 침수피해가 큰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더하여 눈사
태로 이중 고를 겪었을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해결하였는가?
- ㄱ역자 모양의 주로써 해안(동부)가 침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ㄱ역자 6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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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재난지역선포 및 재난지역 관리 총괄부서로 지정되었다. 방재, 복구, 인
력자원 관리 및 교통 등 문제해결 및 재난관리 총괄 행정력 공권력을 수행했다.
▣ 재난 시 재정지원 방식은?
- 연방정부 보조지원50%, 주 보조지원50%가 주를 이루며, 민간이 지원금을 투입
한 경우 이후에 소요경비로 인정되면 연방정부가 보조금 재지원. 일단 확정된
사업비(물, 전기, 가스, 건물유지보수비)는 우선 지급(중복 지급불가).
▣ 재산피해가 있은 후 개선사항 여부?
- 10/31일 샌디로 발생된 가정피해, 상가피해에 있어서는
① 연방정부에 지원 요청
② 지원과정에서 배분의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해결방안 제시
③ 차후 중복발생을 대비하여 개선방안 제시
▣ 민간인 투입과 효과?
- 평시 연습훈련에 참여토록하여 준비된 전문가로서 활동실적이 높게 평가되었고,
모의실습, 토의, 안전훈련 등 항상 연습을 통한 준비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사람투입으로 각종 어려운 문제해결, 공조체계가 유지가 해결의 열쇄.
▣ 피해상황은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가?
- CCTV관제센터. 즉시 현장체크. 경보음성시스템으로 주민확산, 신속한 대피실시.
복구에 있어서 느린점은 있었으나 대국민 단결로 극복했다.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접목사항은 있나?
- 네이버왓치의 신고사항은 있으나 그 신고활동영역은 미미함. 첨단 장비로 커버
한다. 그러나 장비 고장 시 네이버왓치의 활동은 꼭 접목 할 사항임.
▣ 허리케인 발생 후 동원 절차는?
- 뉴올리언주 파송사례를 보면
① 이웃의 위기관리 지원프로그램 및 훈련
② 방화.화재대비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며 사전 체험은
언제 어디서나 효과를 보고 있다
③ 의료행위(간호사, 치과, 외과의사 등)가능한 의료진 퇴역자들을 통해 연계지원,
경험자 활용(우리의 전시 자원동원과 비슷)
④ 비정부단체 협력(적십자, 교회단체 : 집관리, 정리정돈, 주민위로등을 훌륭히 해냄)
▣ 민간교육관리 시스템 개념?
- 1시간 거리이내의 교육시설(연방정부기관)을 두어 계속 교육시키고 예외없는
훈련실시로 현장 즉시투입토록 하는 훈련시스템이다.
▣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① 보조금지원. 인력 투입 결정권한을 가진다.
② 평시 재난대비 훈련실시. 경각심 고취 위해 연습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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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난지원금 요청 거절 피해사례 종종 있다. 정치력 좌우되는 의원간 기싸움
등이 지원금액 결정등에 피해사례가 되고 있다.
▣ 선진기술 지원 있나?
- 지형지리 정보제공. 시스템 신규 개발 제공(재난 당사자 회원가입 통해 자료공개.
필요정보제공. 일반적으로 미공개)
▣ 긴급지원 중요사항 (16가지)
1.수송
2.통신
3.재민지원
4.화재진압
5.정보.계획수립
6.대민지원.쉼터지원
7.자원운용
9.검색과 구조
11.음식

8.보건과 의료
10.위험물질
12.전력과 에너지

13.법집행
15.기부운영

14.총무부운영(잡동사니)
16.동물보호

▣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 국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 강제동원령 및 금지령과 강제적 행정 수행기능을
가지고 있음(주지사 결정권한)
▣ 민간의 참여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
- 기본경비 복구사업(물. 전기. 가스. 건물 유지복구비)은 당연지원.
민간 봉사참여 소요경비는 목적에 부합하면 정부가 보상함.(충전시켜줌)
▣ 재난대피시설이 있는지?
- 쉼터, 대피소 등이 갖추어져 있어 재난발생시 활용함
▣ 상황판단을 잘못하는 경우 책임
- 1차적으로 상황판단을 잘못한 공무원이 책임지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판단하므로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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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장면≫

〈미국 뉴저지주 위기관리센터 장면 〉

◈

참고자료 : 붙임 1 (프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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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온타리오 안전교정부(위기관리센터)
명

칭

방문일자
방문목적

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Safety & Corretional Services
2013년 4월 30일 11:00~12:00
지역 사회의 범죄 안전과 재난, 법 집행 등에 효율적인 공공 안전 시스템에 의
해 보호되도록 돕는 주정부 기관으로 시설 견학 및 담당자 브리핑

소 재 지

18th Floor 25 Grosvenor Street Toronto

연 락 처

416 326-5000

홈페이지

http://www.mcscs.jus.gov.on.ca/english/default.html

소

개
․ 주요업무 및 소개
온타리오의 지역 사회의 범죄 안전과 재난, 법집행 등에 효율적인 공공 안전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도록 돕는 주정부 기관이다.
사회 안전 및 교정 서비스 자원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 경찰,교정 센터,구금
센터 및 공공 안전과 재난,비상 관리,지역 사회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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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저지대 침수지역 주택방문, 수목제거 현장 방문, 도로제설시스템 현장 관람
※ 당초 온타리오주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할 계획으로 장기간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기관방문 무산되어 나이아가라시 거주 한인가정을 방문, 태풍과
호우등에 대항 개인가정의 재난대비 시스템 견학 및 문답으로 대체

질의응답
▣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의 도로제설에 대하여 (현지가이드 설명)
- 효율적인 도로의 제설을 위해 주요도로변에 제설용 자재창고와 장비를 갖추고
차량통행이 적은시간에 제설을 실시. 염화칼슘 적재차량과 제설장비차량이
1,2,3차선을 간격을 두고 한번에 제설작업을 실시. 잔설이 남지 않도록 제설작
업에 임한다.
▣ 평시 주택침수에 대한 대비 (한인가정)
- 국가가 법규정을 통해 주민이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펌프시설을 갖추
어야 하고 주택관리에 있어 집수정 설치, 방수판 설치. 방충시설 등을 유도한
다.(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주거지 건축물 관리를 위한 법집행, 집 높이 고도 제
한이 있다 : 태풍 피해방지 위함. 때문에 지하층이 생김)
※ 캐나다 동부지역은 허리케인 피해가 잦은 지역으로 태풍에 대비하여 단층구조로만
건축을 허용하므로 부족한 주거공간은 지하로 시설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지하에
집수정 및 펌프를 설치토록 의무화 됨

▣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과 재난 등 발생시 국가의 지원은 ?
- 지역사회에서 민간인의 자원봉사참여를 유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
로 재난복구에 투입한 일 수 만큼 소정의 봉사료를 국가가 지급한다.
- 또한 직업을 가진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재난이 닥치면 이로 인해 직장이나 사업
장을 며칠을 결근 할 경우라도 국가가 일당을 채워준다.
- 재난이나 기타 공적사유로 기본적인 소득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평소
사업소득 신고금액, 일일 수입금액을 맞춰 계산해 지급함.

≪

연수장면≫

〈캐나다 나이아가라시 한인가정 및 토론토 지역 제설 등 도로관리용 자재창고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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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저지주 위기관리센터
명

칭

New Jersey State Police

방문일자

2013년 05월 01일 11:00~13:00

방문목적

긴급 상항에 대한 준비, 대중을 위한 교육, 비상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교육

소 재 지

P.O BOX 7068 RIVER ROAD WEST TRENTON. NJ 08628-0068

연 락 처

609-963-6991

․ 주요업무 및 소개
뉴저지 주도는 트렌턴이며 대서양 연안에는 연안주가 발달하였고 여름에는
허리케인이 자주 내습한다. 뉴저지 주는 작은 주들(4번째로 작은 주) 중의 하나지만,

소

개

미국에서 손꼽히는 공업 지대들 중의 하나이다. 약품, 화학품의 공업이 발달하였고,
존슨 앤드 존슨 같은 유지회사들의 본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농업도 발달하였으며,
토마토, 양배추, 감자, 옥수수를 생산하며 낙농업도 성하다.
뉴저지 주 주민의 14% 이상이 흑인이며, 이탈리아, 아일랜드, 영국, 독일계의 주민들
이 많이 산다.
작은 주(州)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공업 부가가치는 미국
전체에서 7위를 차지한다. 화학공업은 미국 제1위의 생산을 올리고, 정유공업과
의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공업도 예로부터 성하다.

군사시설 내 설치된 관.군.민.학 합동 재난대응 비공개 전문기관이다. 전쟁보다
재난을 국가위기로 보고 긴급 가동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CCTV 관제센터로 상시
위험 감지 운영한다.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분야별 임무에 충실히 임한다.
대통령 직속(주지사 포함) 연방정부 권한을 이행하는 막강한 기관이다.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가용 자원을 쉽게 파악 배분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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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뉴저지주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선진재난대응시스템 연수

질의응답
▣ 위기관리센터 주요업무는?
- 재난예방 계획, 재난대응, 재난복구, 재난교훈 전파
▣ 재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무형태는?
- 전문병과 개념. 현실적이며 세부분야 보직 개념임.
(경기도의 경우 도청은 상황발생시 상황실로 집결 근무, 경찰은 경비과, 소방서는 소방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소속직원이 도청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처음 업무숙지부터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

- 전문분야로 평생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며, 예외적으로 1-3.5년 다른 행정기관
(교육.교통부등 필요시)에 순환 근무하고 있으나 사례는 많지 않음. 전문분야로
인식하고 있어 퇴직시까지 이동이 거의 없음. 그러나 일반 타분야 종사자는 한
국의 경우와 같이 2~3년 정도마다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음)
▣ 민간단체 참여 시스템과 지원은?
- 한국의 자율방재단 지원과 비슷하며 개인별로 금전이나 다른방법의 인센티브는
없고, 단체나 그룹에 장비지원과 관리비는 지원하고 있다.
▣ 민간단체 교육 시스템은?
- 강제적으로 직능교육과 기본교육을 실시함. 우선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거치고
다음 주정부 차원에서 교육지원을 한다. 일정수준의 매뉴얼 숙지 및 대응능력을
키워주고 현장에 투입한다.
▣ 위기관리센터의 일반현황
- 인구 84만명. 21개 군 관할 통솔 지휘기관이다. 본 센터는 뉴저지주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다.
- 업무 중요도는 재난위기 관리, 중요 정보기관과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가
급하고 중요한 이유는 911사태, 허리케인(샌디 등), 인공위성, GPS기능, 날씨,
재난, 인재, 스톰 등 발생으로 인한 피해예상을 예로 들수 있다. 우선적으로 경
찰에서 지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본 시설은 지도에 없으며 민간에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현재 뉴욕시경, FBI, 타
주 경찰 공조로 활동하고 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시설물 안에서는 자가 발전, 자급자족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 주 전체적 재난시 인력,장비 공유 지원체계로 운영(경찰 동원, 경찰 장비집중)하
며 재발방지 대처능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법적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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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의 공유체계(배분)이란?
- 재산권 협약, 정부 법적대응 조치, 연관 즉각대응 집행
예1)앰블런스 15대 요청시 연관 각종 차량 지원 : 응급차량 10대 추가지원, 보
조차량 10대 추가지원
예2)재난으로 많은 병실 필요시 병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원별 여유병실
확인 및 배분으로 시스템 상에서 분산 배치 하고 있음(
예3)쉼터, 대피소 이주분산 등
- 계획>대응>복구>교훈. 가이드라인 제시
▣ 평소 사회단체 협조 유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상식으로 안다. 여기의
자원봉사단체 지원 방식은?
- 장비지원(복구장비, 인명구조장비, 차량, 고무보트 등)
- 교육지원(단체.그룹 : 의용소방관지원시스템이 있음 / 소방 전문화과정)
- 자격증 수료비용 지원 등,
▣ 폭설 상황이 생기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 마을마다 장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실시하며 1m 20cm이상 강설시 경찰이 적
외선감지기로 시설내에 사람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인명을 구출.
▣ 재난상황시 근무인원
-재난규모에 따라 근무인원 결정한다. 최대 120명까지 동시에 근무할수 있도록 시
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관련 전문가만이 근무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종료시까지 센터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민간인의 경우도 재난상황 종료시까지는 동일함(정보보안)
-모든 재난에는 단일한 네트워크 이용(전문가가 판단. 근거제공. 중요정보 공유.
효과적 배분실시)
▣ 평소 민간단체 협조 근무하나?
-당연히 같이 근무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동참하고 있다.
민간이 참여하고 있어 정보 등 보안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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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장면≫

〈미국 뉴저지주 위기관리센터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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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저지 주청사(재난관리팀)
명

칭

New Jersey State House

방문일자

2013년 05월 01일 15:00~17:00

방문목적

긴급 상항에 대한 준비, 대중을 위한 교육, 비상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교육

소 재 지

125 W. State St. Trenton NJ 08608

연 락 처

609-633-2709

․ 주요업무 및 소개
주도(州都)는 트렌턴이다. 독립 13주의 하나이다. 북부는 애팔래치아산맥 동쪽 기슭의
구릉지대이고, 중남부에는 저평한 해안평야가 이어진다. 대서양 연안에는 연안주(沿岸
洲)가 발달하였다. 기후는 온난다습하며 연평균 기온은 12℃ 내외, 연강수량은 1,000

소

개

∼1,100mm이다. 강수량은 연중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되나, 여름에는 허리케인이 자
주 내습한다
작은 주(州)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공업 부가가치는 미국 전체에
서 7위를 차지한다. 약품을 중심으로 한 화학공업은 미국 제1위의 생산을 올리고, 정
유공업과 의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공업도 예로부터 성하다. 근래에는 중공업의
발달도 현저하여, 전기기구·금속·자동차 공업이 성하다. 그 밖에 인쇄제본·식품가공·제
지·요업 등의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철광석 및 아연 산지도 있다. 부근에 뉴
욕·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가 있어서, 채소·과일재배와 양계·낙농 등 근교농업이 활발
하고 각지에 관광지가 발달하였다. 특히 대서양 연안의 애틀랜틱시티는 세계적인 대
규모 관광 휴양지로 알려져 있으며, 독립전쟁 당시의 사적이나 오락·휴양용의 대삼림
공원도 많다. 이 지방의 식민은 처음 네덜란드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1664년 영국에
의해 점령되었다. 독립전쟁 때에는 주내 여러 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 그 후 미
국에서 가장 발달한 주의 하나가 되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사이에 있어, 미국 북동
안 메갈로폴리스의 일부를 이루며, 특히 북동부에는 뉴어크 ·저지시티·패터슨 등의 뉴
욕 대위성도시군이 집중되어 있다. 프린스턴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도 많다.
1995년 명명한 ‘한국전쟁기념고속도로(242km)’가 중부지역을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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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뉴저지주 주청사 방문으로 재난관련 자료 수집

질의응답
▣ 뉴저지주의 일반현황
- 미국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주이다. 주의 이름은
영국 해협의 저지 섬에서 따왔다. 북쪽으로 뉴욕 주, 동쪽으로 대서양, 남쪽으로
델라웨어 주, 서쪽으로 펜실베이니아 주와 접한다. 인구 871만명이 산다.
▣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는?
- 재난위기 상황 시 각 정보기관등과 연계하여 재난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뉴얼 과 가이드라인이 있고 재난위기 발생시 즉각 대응체계로 위기 극복 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계획, 대응, 복구, 교훈 4가지 중요기능을 구분 대비하
고 있다.)
▣ 자연재난 호우,태풍,폭설 등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
기금을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일정금액을 적립, 재난발생 시 기금을 활용,
예방사업 또는 피해복구를 하는가 ?
- 뉴저지주에서도 577개 마을단위, 21개군,시 등 주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를 적립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적극 활용하고 있음.(자체소방대장, 경찰대장 예산준비,
범위를 초과할 때 연방정부 지원)
▣ 민간교육관리 시스템 개념?
- 항상 출동준비 상태로 교육시킴. 변함없이 예외없는 실전훈련 으로 현장 즉시투
입토록 하는 훈련시스템이다. 방재교육은 강제사항이며 본인이 받기 싫으면 탈
퇴한다. 전문가와 같이 모든 교육을 받는다. 그외 각 지역별, 각 소방서 또는 경
찰서, 재난관리팀에서 교육시킨다.
▣ 의회에서 상.하의원은 본인이 찬성한 결정권을 국민에게 공개하는가?
- 항상 의원이 정치결정 법안 통과등 선출, 결정을 한 때에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앞에 부저를 누르면 의사표시를 곧바로 알 수 있는 전광판에 표시된다.
- 시민들은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공개 참여할 수 있다. 결의과정을 지켜볼 수 있
는 투명 정치를 실행한다. 그 외에도 의원은 중복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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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장면≫

〈미국 뉴저지주 주청사 상하의원 의사당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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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욕시 소방 박물관
명

칭

뉴욕시 소방 박물관

방문일자

2013년 05월 02일 10:00 ~ 12:00

방문목적

소방박물관 운영 및 역사,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 및 시설
라운딩

소 재 지

278 Spring St, New York, NY 10013

연 락 처

212-691-1303

홈페이지

http://www.nycfiremuseum.org/

․ 주요업무 및 소개
미국 최대의 도시로서, 1790년 이래 수도로서의 지위는 상실했으나, 미국의 상업·
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 또 공업도시로서 경제적 수도라 하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
으며, 또 많은 대학·연구소·박물관·극장·영화관 등 미국 문화의 중심지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외를 포함하여 1600만이 넘는 방대한 인구를 수용하는 이

소

개

거대도시는 미국 내에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는 독특한 도시이다. 국제적으로는
대무역항으로서 대서양 항로의 서단에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1920년대
이후에는 런던을 대신하여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에는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향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적 지위는 한층 강
화되었으며, 1946년 국제연합(UN) 본부가 설치된 후에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
었다.
18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소방 관련 장비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는 소방 전문 박물관
이다. 뉴욕 맨해튼 소호 지역에 있으며, 1904년부터 실제 소방서로 사용되었던 건
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한다. 뉴욕 소방 시스템의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미국 남북 전쟁 전 사용했던 수동 소방차부터 다양한 20세기의 증기식 소방차가
전시되며, 2001년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붕괴 시 사망한 뉴욕시 소방
국 소방대원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 초기 뉴욕시 소방
대원의 소방복, 가죽 버킷, 헬멧, 랜턴 등 소방 관련 기구 약 2,000점이 전시된다.
뉴욕시 소방국(New York City Fire Department)와 함께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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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뉴욕 소방박물관을 방문하여 교육교재와 전시된 소방자재를 관람

질의응답
▣ 박물관내 교육교재는 무엇을 이용하는가?
-

DVD교재를 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화재,911테러, 자연재해 사고 등 현재 3종 DVD를 비치했다. 1개당 45분량의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 재난에 대한 시민 교육의 종류와 참여율은 어떠한지, 교육참여는 의무사항인지?
-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100%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이나 자원봉
사자들에게는 소방서와 교육기관에서 맡아 실시하고 있다.
-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100% 의무교육 수준이며 전문가 교육을
받고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관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 많아 소방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꾸준히 많은 편이며, 일반대중과
는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진다.
▣ 911사태 이후 국민들의 의식변화?
- 다시는 있을 수 없다. 국민들, 공무원, 경찰들 모두 교훈으로 남아있다.
- 911사태 이후 시민들은 소방관에 대한 스토리와 귀감을 이어가고 있고, 교육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 온 국민이 응집되어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

연수장면≫

〈미국 뉴욕시 소방박물관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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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방문지역, 시설, 제도에 대한 소감

(버지니아주)

○ 페어팩스소방서는 버어지니아 동북쪽에 위치하고 워싱턴 남서쪽에 있으며
시에는 개의 소방서와 응급출동센터가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화학물처리반
등 전문화 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양성 하고 있으며
○ 재난 발생 시 규모에 따라서 타 주의 지원 및 주정부로 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자원봉사들 또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곳 페어팩스 도시를 방문하면서 놀란 것은 광활한 토지에 도로망 구축이
잘되어 있는 것이었다 어디서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도로구조는 땅덩어
리가 적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부분 이었으며 도로망 구축이 잘되어 있으면
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었다
○ 또한 건널목 보행자 신호등이 흰색으로 되어있어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띠지
않을 것 같고 대형 태풍 허리케인 이 많음에도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목조
전봇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며 신호등 또한 전선위에 설치하여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치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도시였다
○ 그러한 가운데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도시는 이들이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성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37

D.C

,

,

,

.

,

,

.

,

,

(

)

,

.

.

(워싱턴 D.C)

○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는 명의 전
투장면을 동상으로 새겨 동이 트고 석양이 질 때까지 동상의 그림자가 공원
주변을 맴돌면서 그림자를 포함한 명의 미군병사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아
픈 추억을 볼 수 있었으며
○ 자유를 상징하는 링컨 기념관은 미국의 제 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기리
기 위한 기념관으로 년 월 일 지정 되었으며 마틴 루터킹이 연설한 곳
으로 유명하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 뜬 건물로 개의 도리아식 기둥으로 둘러 싸
여 있으며 링컨 저격당시 개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D.C

19

38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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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함 링컨의 거대한 대리석 좌상이 국회사당을 바라
보고 있으며
조각상 뒤쪽에는 에브라함 링컨의 명성은 그에 의해 구원된 미국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 신전에 영원히 간직 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링컨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
이었다
,

.

.

(캐나다 나이아가라시)

○ 캐나다와 미국을 경계로 흐르는 나이아가라폭포 대호 중에서 이리호와 온타
리오호를 연결하는 나이아가라 강이 낙차 의 폭포가 되어 흐르는 곳이
나이아가라 폭포이다
미국쪽 폭포는 낙차 폭 이며 캐나다쪽 폭포는 낙차 폭 이
르며 강물의 는 호스슈 폭포로 흘러내린다
신대륙의 대자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인에게 알려진
것은 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서 였다고 한다
○ 나이아가라 폭포는 나이아가라케스타에 걸려 있으며 예로부터 인디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나 백인에게 발견된 것은 년 프랑스의 선교사 헤네핑에
의해서 였다고 한다
신대륙의 대자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선전되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때 세계 제 의 폭포라고 하였으나 그후 이구아수 폭포와 빅토리아 폭포가
세상에 알려져 현재는 북아메리카 제 의 폭포로 일컬어지고 있다
폭포의 주변은 경치가 아름다워 공원화 되고 있으며 교통과 관광시설이 정
비되어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다고 한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부럽게 느껴지는 순간 이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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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m

323m

,

94%

56m

675m

.

,

1678

.

,

,

1678

.

.

1

,

1

.

,

.

.

(뉴욕 맨하튼)

○ 미국뉴욕의 중심지 맨하튼 그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세계 최대의 도심공원
센트럴파크는 정부에서 만든 공원이 아니고 시민모금운동으로
년부터
시작하여 년간 조성된 공원이다
원래는 바위산으로 쓸모없는 땅 이었는데 흙 만 수레를 복토하고 만 그
루의 나무를 심어 인공적으로 조성한 세계 최대의 공원으로 유명하다
.

1856

19

.

1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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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인상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허드슨강 입구의 리버티
섬에 서있는 여신상은 년 미국독립 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우호
증진을 위해 선물한 것이다 동으로 만든 여인상의 무게는 톤 높이는 미
터이며 머리에는 개의 대륙을 상징하는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다 오른
손에는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왼손에는 년 월 일
이라는 날짜가 새겨진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다
이 여신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는 이민자들에겐 미국의 상징으로 인
식되었으며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전해져오는 자유의 여신상 이름은 전달자 일본 로부터
잘못 명명되어 들어와서 현재까지도 우리들에게 여인상이 아닌 여신상으로
불려진다 일본인들이 부르는 신은 맞지 않는 잘못된 이름인 것이다
○ 세계평화의 상징인 유엔본부 세계 각 국의 정부 대표단이 들어서 있는 유엔
복합단지로 컨버런스빌딩 유엔총회빌딩 사무국빌딩 유엔공원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건물의 내부는 여 회원국이 기증한 예술작품으로 꾸며져 있
었다
○ 역대 유엔 사무총장 사진이 걸려 있는 전시장을 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한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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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Neighbor-Watch) : 주민 관찰신고
페어팩스소방서, 매릴랜드와 뉴저지주 위기관리센터 방문시마다 우리는 미국에도 우
리의

자율방재단과

같은

봉사조직이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Neighbor-Watch를 언급하며 별도의 그러한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다
그만큼 그들은 신고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PULL 과 PUSH) : 재난시 유용한 출입문의 구조
연수기간 중 이용했던 숙소, 식당, 쇼핑센터 등 시설의 출입구는 어디나 당기고
(PULL)

들어가야만 했다. 밀고, 당기고, 옆으로 미는 다양한 형태의 출입구가 있는

우리와는 달리 항시 화재 등 재난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사소한 조치이지만 안전에
는 정말 실질적인 조치가 아닌가 한다

(GRANT system) : 무상원조제도(연방⇒주정부, 주정부에서 주정부를 돕는제도)
재난 발생시 재난지역에는 연방정부에서의 지원도 있지만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
역, 부유한 자치단체에서의 원조가 제도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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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연수를 마치며

개국(미국, 캐나다)을 연수하며, 우리와는 다른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생활
양식, 인구밀집 등 그들의 삶을 경험하였으며 우리만의 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
◈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를 위해 민간인 전문화 교육을 시키고, 반복적인 기술
습득과 현장 실습을 통하여 공무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재난사태에 담당 분야
를 책임지고 소신껏 참여토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반복 또 반복 실습에 참
여시키고, 교육지도에 힘쓰는 것을 느꼈다.
또한, 관련학교 교육생들은 주정부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방문 궁금증을 해소
하는 과정을 가졌고 이어서 현장학습을 실시함으로 학생들을 재난에 대비하
도록 준비과정을 열어 놓고 있었고, 충분히 교육되어진 상태에서 재난관련
예비담당자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특히 전문교육 시설을 갖추고 이론과 실습→실습(1~6개월)→실습(1~6개
월)....... 과정으로 예비 재난관련 봉사자를 사전 교육하였고, 참여의지에 따
라 강제 의무부담을 지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재난업무 직업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잦은 부서이동 없이
10년 이상 혹은 정년퇴직 시까지 재난업무를 담당하였으여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행
정기관공무원은 우리와 같이 주기적인 부서이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캐나다의 경우 재난업무 담당자들의 재난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분이 연계가 잘 되어 있고 효율적인 집행체계에 집중 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역사회의 재난 공공안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집행 실시하고, 더불어 사회
적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주정부와 산하경찰 및 지역사회와 비영리법인
이 유기적인 체계로 업무를 집행(전문적 조직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대학에서 위기관리 실무
교육, 학위과정 교육을 제공, 지역사회NGO, 비영리법인, 일반인들에게도 재
난대비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민간의 방재 활동현장(수목 제거)에서는 재난발생 시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매우 큰 자부심을 갖는
것을 느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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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 현장 개인주택 방문시 캐나다는 강력한 법으로 강제하고 주민
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며, 개인은 주택에 대한 관리를 위해
서는 저층에 펌핑시설을 설치, 방습시설, 방충시설, 제습기 등을 갖추고 있
음을 보았다. 우리의 현실은 주택 소유권자가 법보다 강한 분위기이며, 민법
으로 재산권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다. 법으로 재난을 대비하도록 우리도 법
규제 도입이 필요함을 느꼈다.
도로변에는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창고를 세우고 제설 작업이 용이하도
록 차선마다 거리 간격을 두어 장비차량을 투입, 한번에 제설작업을 마치도
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고속도로 관리 시스템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우리도 각 시.군마다 차량 확보를 통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규제는 놀라울 정도로 법이나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의 조치를 민간이 따르게 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정부의 조치는 바로 준법정신을 따르는 국민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들게 한다. 이주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음에 가능한 이주비용지원, 재
난재해 참여 민간에 대한 급여 지원. 봉사단체 참여 실비 지원, 특히 네이버
-와치(Neighbor-Watch)의 민간 방재단활동 등 분야별로 조직과 재정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정부의 조치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분위기는 매우 본받을
만하다.
◈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도와
지원책이 궁금한 질문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봉사이고 때문에 명예와 자부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제도는 참여 검증을 위한 절차이며 자원봉사에 대한 투입 시간
과 물질, 각종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데 감명을 받았다.
한국에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많은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봉사자들은 봉사보다는 정치, 명함, 기타 이권 등 젯
밥을 목적으로 완장을 필요로 세태를 생각하면 부럽기만 하다
◈ 우리의 민간 재난방재의 추진 핵심주체는 지역자율방재단이나 구성 초기단계
로 구성원과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와 인식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런 부분의 해결을 위하여 각 지자체 및 경기도
에서는 금년 발족한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를 중심으로 조직의 활성화되도
록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본 민간 활동 사례에서와 같이 앞으로 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관
련 다양한 계획수립 실행에 있어 일관된 비젼의 제시와 목표를 공유하고 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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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시군 간에 사업지원과 정책을 일관되
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민간조직인 자율방재단 관련사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두 번째 민간 봉사자 참여를 적극 유입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
로서 서로 유기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개선하고 금전적
보상방안도 마련하는 등 여러면에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전문
교육 시간보상
◈ 마지막으로 선진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문성 함양과 지역방재단의 조직체
계화 결속력 강화 파트너쉽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정기관 경기도
각시 군 봉사기관단체 적십자 자원봉사센터 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느
꼈다 재난안전지킴이로서 활동을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
◈ 금번 2013 경기도 자율방재단 선진방재시스템 국외연수를 마치며 함께한 모든
분 들의 열정과 참여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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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방문기관 프리젠테이션 자료≫
1. 미국 메릴랜드 위기관리센터 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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